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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geochemical tracers to identify a specific source desert of

mineral dust in China using the published data. In addition, we tested the applicability of these tracers to

wet-deposits and soil samples collected in Jeju, Korea. Because of similarity in trace elemental

compositions of mineral dust from the major arid regions in China, such as Taklimakan, West Ordos

(Badain Jaran), East Ordos (Mu Us and Hobq), East Northern China (Horqin), West Northern China

(Gurbantunggut), and Chinese Loess Plateau, there has been limited to the use of geochemical data for

source identification. Here we propose the four (4) plots using combination of seven (7) geochemical

variables as a source indicator to distinguish one from other source regions in China: , 

 and , where N and  stand for values normalized to Post-Archean

Average Shale composition and Ce anomaly, respectively. Mineral dusts from aforementioned six major

deserts are distinguished one from the others by the combined use of these variables. Jeju rock and soil

samples form a separate domain from Chinese mineral dusts in all four plots. In contrast, most of Jeju d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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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ere comparable with the West Ordos desert (Badain Jaran) domain, indicative of strong influence

of Badain Jaran dust in Jeju in spring season when the mineral dust was collected. A weak positive Ce

anomaly in Jeju samples implies minimal local contribution. Our study suggests that the combination of

,  and  can be used to identify a specific source region of

mineral dust in China as well as Jeju mineral particles.

Key words : geochemical tracer, Chinese deserts, Jeju Island, mineral dust, rare earth element, trace

element

1. 서 론

광물성 먼지 입자는 대기의 화학조성, 전지구적 복사

평형 그리고 해양의 생산성 조절 등 자연 환경에 큰 영향

을 미친다(Tegen et al. 1996; Kanakidou et al. 2005;

Kumar and Sarin 2010; Maher et al. 2010). 최근 동아시

아 지역의 급격한 경제 성장 및 산업 발달로 인해 대기 중

오염물질을 포함한 각종 미세먼지가 급증하였고, 광물성

입자와 함께 오염물질에 기인한 각종 질병 및 경제적 피

해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전 지구 광물성 먼지 입

자 수지의 약 20%를 차지하는 중국 북서부 및 몽골 남부

(타클라마칸, 오르도스, 황토고원, 고비 사막 등) 기원 입

자는 편서풍 및 계절풍을 타고 중국, 한국, 일본을 넘어 태

평양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월경성 먼

지 입자의 발원 문제가 국제적 이슈가 되었다(Uno et al.

2001; Eguchi et al. 2009; Uno et al. 2009). 최근 우리나

라도 장거리 이동 광물성 물질, 입자성 미세먼지, 오염물

질 등의 기원 추적 및 기원별 정량화가 국가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 광물성 먼지 입자 발원에 관한 연구는 광물조성

(Jeong 2008; Kim et al. 2008), 방사성 동위원소(Pb, Nd,

Sr) 조성(Lee et al. 2010, 2013, 2016), 지화학 조성(Jeong

2008; Lee et al. 2010) 등을 추적자로 사용하여 수행되었

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수용성 성분의 이온 원소비 및 당

량비, 입자상 성분의 미량금속 질량비, 농축계수, 역궤적

모델, 대기 모델 등을 이용하여 중국사막 지역에서 발원한

먼지의 기여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한 연구 결과들도 수행

되었다(신 등 2005; 박 등 2012, 2016). 역궤적 모델은 대

기 기상정보, 설정 고도, 추가 기상 조건들을 사용자가 설

정할 때마다 경로가 달라져 우세한 영향을 나타내는 발원

지를 특정하는 것이 불명확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역궤적 모델

을 바탕으로 광물성 먼지의 발원지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

하였으며, 이는 지금까지 개발된 기원지 추적자가 다양한

기원지를 식별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광물 조성의 경우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간의

구분에 사용이 한정되며 동아시아 사막 지역의 크고 작은

여러 사막 간의 구분은 거의 불가능하다(Blank et al.

1985; Grousset and Biscaye 2005; Seo et al. 2014). Nd-

Sr 동위원소 조성은 아시아 지역에서 몽고 고비 및 북중국

사막들의 구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도 중앙아시아, 황토고원, 그리고 일부 동아시아 사막들간

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Chen et al. 2007;

Seo et al. 2014). 광물성 먼지의 기원지 추적을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는 납(Pb) 동위원소를 사용한 연구가 수행

된 바 있다(Grousset and Biscaye 2005). 하지만, 납 동위

원소비의 경우 사하라사막, 중국, 남아메리카, 호주 등 다

른 대륙들에서 발원된 입자의 기원지 추적에는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중국 내 특정지역을 구분하는 지시자로는 적

합하지 않다. 또한 중국기원 광물 입자의 희토류 패턴은

지역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Lee et al. 2010,

2014). 따라서 화산기원 물질과의 구분에는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지만 중국 내 특정지역을 기원지로서 밝히는 데

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석영입자의 결정도 및 전

자스핀공명(Electron Spin Resonance, ESR) 특성을 이용

하여 중국 내 특정 기원지를 판단하는 추적자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지만(Sun et al. 2007; Nagashima et al. 2011),

분석의 어려움으로 일부 연구 그룹에서만 제한적으로 사

용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국에서 발원한 광물성

입자의 기원 지역을 특정하기 위한 추적자의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광물성 먼지 입자의 기원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역궤적 모델을 이용한 기원지 추적의

불확실성을 경감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기존에 발간된 중국 사막 토양의 미량원

소 조성을 이용하여 여러 사막의 먼지들을 각각 구분할

수 있는 추가 지시자를 개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

와 더불어 기초 연구로서 그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2차 오염의 효과가 적은 제주 지역에서

채집된 먼지 입자와 잠재적 발원지인 제주 토양, 암석의

지화학 조성을 분석하고 새로운 추적자를 이용하여 제주

로 유입되는 광물성 먼지 입자의 기원지 추적을 시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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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아시아 지역 여러 사막 먼지들을 구분하기 위한 지시자

개발을 위해 중국의 주요 사막들에 대한 지화학 자료는

기존에 발간된 선행연구들의 자료를 참고하였으며(Honda

et al. 2004; Yang et al. 2007a; Rao et al. 2011; Hu and

Yang 2016; Zhang et al. 2018), 지시자 검증을 위한 제주

지역 광물성 물질에 대한 지화학 자료는 선행연구 자료

(고 등 2003, 2007; 장 등 2006)와 연구 지역 인근 토양 시

료를 직접 채취하여 분석 후 사용하였다(Fig. 1). 본 연구

를 통해 개발된 지화학 지시자 검증을 위해 연구 지역의

먼지 시료는 국립 제주대학교 해양과학관 옥상에서 채집

하였다. 검증을 위해 채집된 먼지시료는 편서풍을 비롯한

북서계절풍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 2017년과 2018년의

1~3월 기간 동안 습식침전 방법을 이용하여 획득하였다.

시료 채취에 사용된 채집기는 지면으로부터의 2차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옥상 바닥으로부터 1 m 가량 떨어뜨려

설치하였고, 채취된 시료는 진공 필터 장치와 GF/F 필터

Fig. 1. Distribution of major deserts in China and sampling sites of this study in Jeju Island. The Taklamakan, East

Ordos (Badain Jaran), West Ordos (Mu Us, Hobq), East Northern China (Horqin), West Northern China

deserts (Gurbantunggut), and Chinese Loess Plateau are indicated by sky blue, light pink, pink, purple, dark

blue, and green areas, respectively. Black circles are five sampling sites of soil and rock samples from Jeju

Island. Red star represents Jeju National University where wet deposition dust samples are col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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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이용하여 입자상 물질과 수용액 성분을 분리한 뒤

물리적 방법을 이용하여 필터지로부터 입자상 물질을 얻

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제주 지역 토양 시료는 먼지 입자

가 채집된 제주도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국립 제주대학

교 교내외 지역에서 얻었으며, 국립 제주대학교 해양과학

대학관을 중심으로 반경 1 km 이내의 지역에서 채취하였

다. 또한 토양시료 주변의 현무암 암편도 소량 함께 채취

하였다. 획득한 시료는 10% 아세트산과 10% 과산화수소

를 이용하여 표층 유기물을 제거하고 파쇄 후 분석에 사

용하였다.

제주 토양 및 먼지 시료는 각각 유기물을 제거하고

55oC의 건조오븐에서 완전 건조시켰다. 건조된 시료는 각

각 100 mg씩 소분하여 무게를 측정한 뒤 PTFE 용기에 넣

고 불산 4.5 mL, 질산 7 mL, 과염소산 1.75 mL씩 취한 뒤

185oC 핫 플레이트에서 48시간 가열 후 증발 건고 시켰으

며, 증발 건고 완료 후 6 N 질산 2 mL를 넣고 한번 더 증

발 건고 과정을 진행하였다. 전처리가 완료된 모든 시료는

2% 질산으로 희석하였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보

유한 유도 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기(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ry : ICP-MS, Agilent 7700 series,

Agilent Technologies, Germany)로 분석되었다. 원소 분석

에 대한 정확도 평가를 위해 USGS 표준물질 MAG-1과

BCR-2를 동일 과정에서 함께 분석하였고, 분석 오차는 모

든 원소에 대하여 10% 미만의 값을 보였다.

일련의 과정을 따라 생성된 지화학 데이터 중, 본 연구에

서는 미량원소 및 희토류 원소 조성을 사용하였고, 중국과

몽골의 여러 사막 지역, 제주 토양 및 암석 그리고 먼지시

료의 희토류 원소 조성은 PAAS(Post-Archean Australian

Shale) 정규화하여 사용하였다(Taylor and McLennan

1985). 또한 습식 침전된 시료 중 입자의 분리 과정에서

사용한 GF/F 필터지의 오염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지질

시료를 분석한 동일한 방법으로 GF/F 필터의 지화학 조성

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중국 내 기원지 추적을 위한 미량원소/희토류 지시자 개발

본 연구에서는 중국 내 광물성 먼지 입자의 기원이 되

는 건조 지역을 크게 타클라마칸(TM), 오르도스 서부

(OrW - Badain Jaran), 오르도스 동부(OrE - Mu Us, Hobq),

Fig. 2. PAAS-normalized mean ± 2S.E REE pattern of (A) soils from Taklamakan, East Ordos, West Ordos, East

Northern China, West Northern China deserts, and Chinese Loess Plateau (Yang et al. 2007a; Hu and Yang

2016; Rao et al. 2011; Zhang et al. 2018; Honda et al. 2004), (B) Jeju basalt rocks and mineral particles (Koh

et al. 2003, 2007; Chang et al. 2006), (C) Jeju soil and the rock fragment (this study) and (D) Jeju mineral

dust samples (this study). PAAS data from Taylor and McLennan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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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고원(CLP - Chinese Loess Plateau), 북중국 사막 동부

(NCDE - Horqin), 북중국 사막 서부(NCDW - Gurbantunggut)

로 구분하고(Fig. 1), 이들 지역에서 기원한 먼지 입자를

구분할 수 있는 지화학 지시자 개발을 위해 이들 지역에

서 보고된 선행연구 지화학 데이터를 분석하였다(Honda

et al. 2004; Yang et al. 2007a; Rao et al. 2011; Hu and

Yang 2016; Zhang et al. 2018). 광물성 먼지 입자의 또 다

른 주요 발원지로 고려되는 몽고 고비 사막의 경우 본 연

구에 필요한 지화학 조성 데이터의 부재로 고려하지 못하

였다. 

희토류 원소는 여러 가지 퇴적 및 변성 작용을 거치더

라도 다른 원소에 비해 분별작용이 쉽게 일어나지 않으

며, 모암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는 특성이 있어 광물성

입자의 기원을 판별하기 위한 도구로 많이 사용된다

(Taylor and McLennan 1981).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여러

지역에서 채집한 아시아 지역 광물성 입자들의 희토류 패

턴이 매우 유사하거나 미묘한 차이를 보여 직관적 판별에

어려움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Lee et al. 2010; Zhang et

al. 2018). 이번 연구에서 고려한 중국의 사막 토양 자료

또한 기원지 별 희토류 농도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PAAS로 정규화한 농도 분포는 모두 1에 가까

운 PAAS와 유사한 조성을 보였다(Fig. 2A). 더욱이 기원

지를 구분하는 특징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희토류의

고갈양상과 상호 차별적인 Eu 이상치((Eu/Eu)*
N)  및 Ce

이상치((Ce/Ce)*
N)  또한 한 두 시료를 제외하고는 0.9~1.1

의 값을 보여 기원지를 구분하는 특징으로 사용하기에 어

려움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는 광물성 먼지 입자의 정규화

된 희토류 분포패턴만으로 중국 내 기원지 구분이 어려움

Fig. 3. Plots of (A)  , (B) , (C)  and (D)  for soils from Chinese deserts

(TM, OrE, OrW, NCDE, NCDW, CLP), Jeju basalt rocks, Jeju mineral particles and the Jeju dust samples

(Same as the reference in Fig. 2). The subscript (N) indicates the PAAS normalized values. See text for R1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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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시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등의 희토류 및 미량원소 비를 이용한 지시자들이 입자

크기의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도 모암의 특징을 잘 나타내

는 특성이 있어 기원지 연구에 사용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Mclennan 1989; Farret et al. 2011; Feng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의 다양한 조합을 이용

하여 광물성 먼지 입자의 기원지 별 구분을 시도하였다

(Fig. 3). 여러 조합 중 이번 연구에서는 ,

 조합을 사용하

였으며, 각각의 그래프는 Fig. 3A~3D에 도시하여 각각의

지역에서 분석된 값들은 지역별 영역으로 묶어 표시하였

다. 이때 전반적인 범위에서 매우 벗어나는 소수의 분석

자료들은 도시는 하였지만 영역에서는 제외하였다.

TM 토양은 와  조합에서 Or(OrE

&OrW)의 토양과 일부 중복되는 조성을 보이지만, 그 외

조합의 그래프에서 독자적인 영역에 도시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Fig. 3). 이러한 특징은 TM 토양이 다른 지역

사막 토양보다 차별적으로 낮은  조성을 보

이기 때문이다. CLP 토양과 NCD(NCDE&NCDW) 토양은

희토류를 포함한 미량원소 조성이 매우 좁은 범위에서 변

화하며, 와  그래프에서 서

로 독립적인 영역을 형성한다(Fig. 3A, 3B). 하지만 그 조

성이 모든 그래프에서 OrW 혹은 OrE 영역 안에 도시되기

때문에 단일 그래프에서 CLP 및 NCD 토양과 OrW 혹은

OrE 토양과의 기원지 구분이 불가하다. 그럼에도 CLP 및

NCD 토양의 조성이 과   조합에

서는 OrE 영역에 그리고  조합에서는 OrW

영역에 도시되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그래프들

을 병합하여 사용할 때 각각의 구분이 가능하다. OrW 혹

은 OrE 토양은 미량원소 조성이 넓은 범위에서 변화하며,

모든 조합의 그래프에서 그 조성이 일부 겹치는 양상을

보인다(Fig. 3). 비록, 이 둘의 조성은 중복되는 영역이 크

지 않지만 여러 조합의 그래프를 사용할 경우 기원지 구

분이 가능하다. 특히, OrE 토양이 높은 양의 Ce 이상치를

보이기 때문에  조합의 그래프에서 OrW과

OrE 간의 중복 구간이 미미하여 두 사막 간의 구분이 용이

하다(Fig. 3D). 

이번 연구 결과는 단편적인 지화학 지시자 조합 만으로

는 TM, OrW, OrE, CLP, NCD에서 기원한 광물성 입자의

구분이 불가능함을 시사한다. 이는 중국의 각 사막들 간의

지리적 유사성 및 사막간 광물 입자의 이동이 지화학 조

성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관련 선행연구에

서도 이번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TM 지역에 한해 일부

다른 사막과의 지화학 조성 차이를 밝힌 바 있었으나, Or

과 CLP 사이의 지화학적 유사성은 구분하지 못하였다(권

등 2004a, 2004b). 그리고 CLP 토양의 조성이 OrW 혹은

OrE의 토양 영역의 내부에 도시되는 양상(Fig. 3) 또한 Or

의 토양이 오랜 기간 바람을 통해 운반되어 CLP에 퇴적

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 기존 연구 결과와 잘 일치한다

(권 등 2004b; 이와 염 2008).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개발

된 지시자 조합의 복합적 사용으로 TM 기원의 광물 입자

의 구분과 더불어 동아시아 사막 지역(OrW, OrE, CLP)과

NCD 지역의 기원의 광물 입자의 세부적 구분이 가능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화학 지시자 조합과 더

불어 기존에 발간된 선행연구 결과에 따른 타 지시자 조

합의 적절한 혼용은 중국 사막 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

의 광물성 먼지의 기원을 밝히는데 있어 보다 유용한 도

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몽고 고비 사막의 경우

기존 연구 자료의 부재로 이번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하였

다. 몽고 고비 사막은 광물성 먼지 입자의 주요 발원지로

고려되고 있으며, 또한 봄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월경

성 광물성 입자의 발원지로도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Kim

2008; 김 등 2010; 박 등 2013) 향후 몽고 고비 사막 토양

의 지화학 조성 연구가 필요하다.

제주 지역 기원의 광물 입자 지화학 조성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지시자 조합의 유용성 검증을

위해 제주에서 채취한 광물성 먼지의 기원지 추적에 적용

하였다. 제주를 검증 지역으로 선정한 까닭은 가장 먼저

제주도는 중국 대륙 및 국내 여타 지역과는 달리 화산 분

화로 이루어진 화산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아시아 대륙과

는 전혀 다른 기반암의 지화학 조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

을 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도서 지역으로 타 지역과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제조업, 건설업, 광공업 등의 2차 산

업보다는 제주 특유의 환경을 이용한 관광산업이 주로 발

달하여 2차 오염물질에 의한 간섭 효과가 비교적 적다는

점 등 제주도가 가지는 특수한 환경 조건들 때문이다. 이

러한 환경적 특징은 중국의 여러 사막 지역과 제주 지역

에서 발생하는 광물성 먼지 입자의 구분을 보다 효과적으

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제주대학교 인근에서 채취하여 분석한 토양의 PAAS로

정규화한 희토류 조성은 중국의 다양한 사막에 분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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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과 유사하게 경희토류부터 중희토류까지 PAAS 조성

과 유사한 1에 가까운 편평한 패턴을 보인다(Table 1, Fig.

2C). 반면 일부 암편 시료는 경희토류가 고갈된 해양지각

형 현무암 패턴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Fig. 2C). 편평한

희토류 분포패턴은 제주 지역의 모든 암석에서 일반적으

로 관찰되며, 경희토류가 고갈된 패턴은 일부 쏠레아이트

등 비알칼리 현무암에서 관찰되는 특징이다(Fig. 2B) (고

등 2007). 대부분의 제주 지역은 알칼리 현무암 계열로 이

루어져 있으며, 제주 동부와 서부의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비알칼리 현무암 조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하

였다(박과 권 1996; 김과 최 2012). 따라서 먼지 입자의

희토류 조성에서 경희토류 함량이 고갈된 특징을 보이는

경우 제주 지역에서 기원한 광물질로 판단할 수 있지만,

이는 제주대학교 인근 지역에 분포하는 암석이나 토양에

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특징이 아니기 때문에 기원지 판

단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제주 토양 시료 및 기존에 보고된

일부 제주 암석 시료는 최대 2.0의 Eu 이상치와 최대 2.2

의 Ce 이상치를 보인다(Fig. 2B, 2C). 특히 이번 연구에서

분석한 제주 토양은 모두 양의 Eu 이상치(1.2~1.7)와 Ce

이상치(0.9~1.4)를 보였다(Table 1, Fig. 2C). 양의 Eu 이

상치는 바람에 의해 이동할 수 있는 63 µm 이하 입도의

중국 기원 광물성 입자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Honda et

al. 2004; Yang et al. 2007a; Rao et al. 2011; Hu and

Yang 2016; Zhang et al. 2018). TM 및 OrW 기원물질의

경우에는 음의 Eu 이상치를 보였으며(Yang et al. 2007a;

Hu and Yang 2016), 중국 사막지역에서 양의 Eu 이상치

를 보이는 시료들의 경우는 75 µm 이상의 입자 크기를

갖는 공통점이 있었다(Yang et al. 2007a, 2007b; Rao et

al. 2011). 따라서 바람에 의해 이동할 수 있는 입도의 중

국 기원 입자는 모두 양의 Eu 이상치를 보이지 않아, 양의

Eu 이상치는 중국 기원 입자와 구분되는 제주 토양의 특

성으로 간주 할 수 있다. 하지만, 양의 Ce 이상치는 OrE

토양에서도 약하게 관찰되는 특징이기 때문에(Fig. 3D),

중국 기원 입자와 구분되는 제주 토양만의 특징으로 간주

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Ce 이상치가 제주 지역의 모

든 시료에서 관찰되지 않을뿐더러(Fig. 2C), 선행연구에서

도 일부 제주 지역에서 양의 Ce 이상치가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여 보편적인 제주 지역

특성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장 등 2006). 결론적으로 Eu

와 Ce 이상치는 타 희토류 원소들에 비해 외부 조건에 따

른 환경변화에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소들로 분석

결과에 적용시켜 볼 때 정규화된 희토류 분포패턴 Eu 와

Ce 이상치는 제주 기원과 중국 기원 광물성 입자의 구분

에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기원 광물성 먼지 입자와의 구분 가능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해, 기존에 제주 지역에서 발간된 선행연구 결과와

금번에 분석한 광물성 물질(토양 및 암석)의 지화학 분석

Table 1. Concentrations (ppm) of rare earth elements and trace elements of Jeju rock, soil, and dust samples analyzed

in this study. Numbers in parenthesis show the sampling date

Sample 
Name

La Ce Pr Nd Sm Eu Gd Tb Dy Ho Er Tm Yb Lu
Total 
REE

Y Th Ba
Eu/
Eu*

Ce/
Ce*

JJ-Rock1 12.1 24.9 3.2 14.3 4.0 1.5 4.2 0.6 3.6 0.7 1.8 0.2 1.3 0.2 72.6 18.3 2.3 202.3 1.7 0.9

JJ-Rock2 36.7 68.8 8.3 33.4 7.1 2.4 6.5 0.9 4.8 0.8 2.2 0.3 1.5 0.2 173.8 24.0 5.5 519.4 1.6 0.9

JJ-Soil1 33.2 85.8 7.9 30.1 6.1 1.7 5.2 0.8 4.1 0.8 2.1 0.3 1.8 0.3 180.1 18.7 5.0 351.6 1.4 1.2

JJ-Soil2 43.8 104.5 10.2 38.2 7.4 1.8 6.5 0.9 5.1 1.0 2.8 0.4 2.4 0.4 225.4 27.4 11.5 443.6 1.2 1.1

JJ-Soil3 33.9 90.4 7.7 29.0 5.8 1.8 4.9 0.7 3.7 0.7 1.8 0.2 1.5 0.2 182.2 16.6 8.4 435.9 1.5 1.3

JJ-Soil4 49.8 141.3 11.2 42.0 8.3 2.2 6.9 0.9 5.0 0.9 2.5 0.3 2.0 0.3 273.5 23.6 10.5 575.3 1.3 1.4

JJ-Dust1 
(170208)

39.3 76.1 7.4 28.8 5.7 1.8 5.3 0.8 4.4 0.9 2.6 0.4 2.5 0.4 176.4 25.2 12.4 2042.7 1.5 1.0

JJ-Dust2 
(170209)

32.5 64.4 6.5 25.8 5.3 1.6 5.2 0.8 4.5 0.9 2.6 0.4 2.2 0.3 153.2 25.6 9.3 1329.7 1.4 1.0

JJ-Dust3 
(170711)

26.2 52.5 5.5 21.7 4.5 1.6 4.2 0.7 3.7 0.7 2.2 0.3 2.0 0.3 126.1 20.8 6.5 2248.7 1.7 1.0

JJ-Dust4 
(180123)

65.9 108.2 10.3 37.8 7.3 3.1 9.3 0.9 4.7 0.9 2.6 0.4 2.2 0.3 253.7 26.8 13.8 1013.1 1.7 0.9

JJ-Dust5 
(180202)

61.3 111.1 10.6 39.2 8.1 2.3 9.9 1.0 5.4 1.0 3.0 0.4 2.7 0.3 256.4 31.1 14.4 5689.1 1.2 1.0

JJ-Dust6 
(180306)

33.4 58.8 5.5 20.6 4.4 2.0 4.5 0.5 3.1 0.5 1.4 0.2 1.4 0.2 136.6 18.4 6.0 - 2.1 1.0

JJ-Dust7 
(180310)

36.1 60.8 5.6 20.2 4.0 1.5 4.3 0.5 2.9 0.5 1.4 0.2 1.4 0.2 139.5 18.1 5.8 1720.3 1.6 1.0

JJ-Dust8 
(180406)

33.0 60.4 5.5 20.8 4.6 0.8 4.2 0.5 3.2 0.5 1.4 0.2 1.2 0.2 136.6 18.1 5.9 - 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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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앞서 개발한 지화학 지시자 조합에 함께 도시하였

다(Fig. 3A~3D). 이번 연구에서 분석한 제주대학교 인근

의 4개 토양 시료는 하나의 시료를 제외한 모든 시료가

,  조합에서 기존 제주 지역에서

발간된 문헌 결과와 유사한 영역에 도시되었다(Fig. 3A~

3C). 또한 암편시료의 경우에도 선행연구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영역에 도시되었고(Fig. 3A~3D), 특히 희

토류 조성에서 유일하게 경희토류가 고갈된 패턴을 보였

던 암편 시료의 경우 기존 데이터 영역에서 조금 벗어나긴

하나 이 역시 선행연구 결과들 영역의 연장선상에 그려지

는 경향을 보였다(R1 in Fig. 3C). 하지만  조

합에서는 높은 양의 Ce 이상치를 갖는 독자적인 영역에

그려져 중국 사막들의 시료는 물론 제주 지역 대부분의

선행연구 시료와도 다른 지화학적 특징을 보였다(Fig.

3D). 제주 지역 선행연구 시료 중 2개의 시료가 금번 분석

된 시료와 유사한 Ce 이상치를 보였으며(Fig. 2B and C1

in Fig. 3D), 이러한 결과는 제주 지역 시료의 다양한 지화

학 조성을 지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 지역 광물성 물질의 지화학 데이터는 ,

, 의 세 조합에서 모두 왼쪽 하

단에 음의 상관 관계를 보이며 도시되었다(Fig. 3A~3C).

또한 연구에 사용된 제주 지역의 지화학 자료를 이용한

희토류 패턴 분석 시 중희토류에 대한 경희토류의 상대적

부화 정도에 따라 다양한 희토류 패턴을 보였지만(Fig.

2B), 지화학 조성비 조합에서는 희토류 패턴에 관계없이

모두 서로 인접한 영역에 그려진 동시에 중국 기원 광물

입자와는 전반적으로 잘 구분되는 경향을 보였다(Fig. 3A~

3D). 그러나  조합에서 제주 선행연구 결

과와 TM의 결과가 일부 중첩되는 영역이 존재하였고(Fig.

3A),  조합들에서는 제주지역과

OrW 지역이 미미하게 겹치는 양상을 보였다(Fig. 3B, 3C).

하지만  조합에서 제주 지역과 Or 지역

의 지시자 조합 영역의 중첩은 보이지 않았으며, 

 조합들에서도 제주 지역과 TM지역의

지시자 조합 영역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형태를 보였다. 또

한  조합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제주 지

역 시료의 Ce 이상치는 매우 큰 범위에서 변화하며, 중국

여러 사막과 분포 범위가 중복되어 나타난다(Fig. 3D). 하

지만 먼지 입자가 채집된 제주대학교 인근의 토양은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양의 Ce 이상치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제주 지역의 광물성 입자와 중국 여러 사막 지역의 광물성

입자는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지화학 변수의 측면에서 유

사성이 낮으며, 따라서 , ,

,  등의 지화학변수의 조합을 사

용할 때 중국기원과 제주기원 광물성 입자의 구분에 용이

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량원소/희토류 기원지 추적 지시자 검증: 제주대학교에

서 채집된 먼지를 대상으로

제주대학교에서 채집하여 분석한 모든 광물성 먼지 입

자는 , ,  세 지

시자 조합에서 모두 제주 지역 광물성 입자의 영역에는

도시되지 않았고, 일관적으로 OrW 혹은 OrW-OrE 중복 영

역에 도시되었다.  조합에서 먼지시료의 조

성비는 TM 영역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영역에 그려지며

(Fig. 3A),  조합에서는 NCD와 확연히 구분되

는 영역에 도시된다(Fig. 3C). 또한  조합에

서는 CLP 토양과 구분되는 특성을 보인다(Fig. 3D). 이는

제주 먼지 입자가 주로 OrW 혹은 OrW-OrE 지역에서 기원

했음을 지시한다. 물론 금번 채집한 제주 먼지시료의 조성

비는 제주 암석의 조성 변화 범위가 넓어 TM, NCD 혹은

CLP 토양과 다른 잠재적 기원의 광물 입자와의 혼합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Fig. 3D에서는 제주 암석

(Jeju basalt rock)과 CLP 입자의 혼합으로 제주 먼지 시료

의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Fig. 3C에서는 여기에

추가로 북중국 입자의 기여를 고려해야만 설명이 가능하

며, Fig. 3A~3B에서는 위의 어느 조합으로도 제주 먼지

조성의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비 일관성은 제주 먼지

시료의 주된 기원지로써 중국의 여러 사막들의 동시 다발

적 영향이 없음을 시사하며, TM, NCD 및 CLP 토양의

영향이 미미함을 지시한다. 또한 거리가 먼 중국 사막의

입자들이 단기간에 걸친 바람에 의해 동시에 제주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앞서 설명한 대로 제주대학교에서 채집하여 분석한 모

든 광물성 먼지 입자는 OrW 영역에 도시되지만, 일부 시료

는 OrW-OrE 조성의 중복 영역에 도시된다(Fig. 3). 이는 금

번 채집한 먼지 시료가 주로 OrW 즉 Badain Jaran 사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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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원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OrE 의 광물성 입자가 일

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지시한다. 또한 OrW 토양의 조

성은 모두 OrE와 제주 토양의 중간 조성을 갖기 때문에 제

주 토양과 OrE 토양의 혼합으로도 제주 먼지 시료 조성의

설명이 가능하다. 제주 지역 토양의 영향은 

조합에서 평가해 볼 수 있다(Fig. 3D). 채집된 제주 먼지

의 Ce 이상치는 모두 1에 가까우며, 정규화된 희토류 패

턴에서도 Ce 이상치가 관찰되지 않는다(Fig. 2D). 하지

만,  조합에서 제주 먼지의 Ce 이상치는 다

른 조합의 도시에서 주요 공급원으로 평가되었던 OrW 조

성보다 일관되게 높은 값을 보인다(Fig. 3D). 이는 양의

Ce 이상치를 보이는 제주 기원 광물성 입자의 고려 없이

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특히, 제주대학교 인근에서 채집한

토양이 모두 강한 양의 Ce 이상치를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제주 토양의 광물질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Fig. 3D).  조합은 OrE 토양의 영향 또

한 가능하게 한다. 제주 먼지 시료 중 2, 3, 6, 7, 8번 시료

는  조합에서 OrW와 금번 채취한 제주 토양

시료의 중간 조성을 갖고 있으며, OrE 토양의 조성 영역에

무관한 지역에 도시된다(Fig. 3D). 이는 적어도 이들 시료

에는 OrE 토양의 영향이 미미함을 알 수 있다. 반면 1, 4,

5번 시료는 제주, OrW 및 OrE 조성의 중간에 도시되며, 이

는 이들 시료에 OrE에서 기원한 광물질 영향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들 시료는 또한  조합에서도 OrW

와 OrE 중복 영역에 도시되기 때문에(Fig. 3C), 1, 4, 5번

시료에서는 OrE 기원 광물질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금번 연구에서 채집된 먼지

입자의 기원지는 제주 지역에서 발원한 물질보다는 중국

의 Or 지역, 특히 OrW에 위치한 Badain Jaran 사막에서

발원한 물질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양상은 시

료 채취 시기인 1~3월이 북서계절풍이 우세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광물성 입자가 우세하게 공급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에서 제주 먼지 입자를 이

용한 기초 검증 결과는 제안한 ,  

, ,  등의 지화학 특성이

중국 내 특정 기원지의 구분은 물론 제주기원 광물성 입

자의 구분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

다. 하지만 앞서 토의한 바와 같이 중요한 광물성 입자의

기원지인 몽고 고비 사막의 토양이 자료의 미비로 이번

기원지 분석에 고려될 수 없었으며, 보다 개선된 지시자

개발을 위해서 몽고 고비 사막 토양의 지화학 분석 수행

과 이 자료를 이용한 추가 해석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결과와 비교를 위하여 2017년과 2018년의

1~3월 기간 동안 제주 먼지 입자가 수집된 시각 이전으로

3일동안 1500, 2000, 3000 m 고도를 대상으로 역궤적 모

델링 (NOAA HYSPLIT MODEL)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제주 상공에 도달한 바람이 연구 기간 동안 이번 연구에

서 도출한 기원지 외의 다양한 잠재적 기원 지역을 거쳐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화학 추적자와 역궤적 모델

링 결과의 상이성은 모델 자료가 잠재적 발원지의 가능성

만을 지시하기 때문이며, 실제로 먼지 입자가 공급된 기원

지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추적자의 사용이 필요함을

지시한다. 본 연구 결과의 지화학 지사자 조합들을 통한

주된 발원지의 특정은 역궤적 모델 결과에 관한 불확실성

을 경감하고 앞으로 진행될 국내외 대기질 연구에 긍정적

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양의 Eu 이상치를 중국 기원 광물질과 구분되는

제주 토양만의 특징으로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몇몇 시

료에서 관찰되는 양의 Eu 이상치는 제주 토양의 영향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제주 먼지 입자

의 희토류 조성은 제주도 암석 및 토양시료와 잘 일치한

다(Fig. 2B~2D). 제주 기원 물질의 상당한 영향을 시사하

는 이러한 결과는 앞서 토의한 지화학 지시자 해석 결과

와 상반된다. 하지만, 먼지 입자의 희토류 조성은 Eu 이상

치를 제외하면 중국기원 입자의 조성과도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Eu 이상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존재한다

면, 희토류 조성으로 기원지를 판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

른다. 분석된 먼지 입자의 Eu 이상치는 몇 개의 시료에서

제주 토양 및 암석시료보다 더 높은 값을 보인다(Fig.

2D). 이러한 높은 Eu 이상치는 제주 단독 혹은 잠재적 기

원지의 혼합으로 전혀 설명이 불가능하며, 이는 Eu 농도

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먼지 입

자 분리에 사용한 필터의 희토류 조성은 지질 시료에 비

해 약 100배 높은 Eu 이상치를 보인다(Fig. 2D). 이는 극

미량의 오염으로도 먼지 입자 시료의 Eu 이상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는 먼지 시료

를 필터로부터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필터의 일

부가 오염되어 들어 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광물성 입자

의 분리에 사용한 GF/F 필터는 평균 44,600 ppm에 달하

는 높은 Ba 농도를 보인다(Table 2). 일부 먼지 시료의 Ba

농도는 잠재적 기원지의 토양시료의 수백 ppm 보다 높은

수천 ppm에 달한다. Ba 원소는 산소와 결합하여 BaO를

쉽게 형성 함으로써, ICP-MS 분석 시 Eu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섭물질로 알려져 있다(Aries et al. 2000). 따라

서 본 결과에서 보이는 먼지 시료의 Eu 이상치는 광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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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의 특징일 가능성보다 필터에 의한 오염의 영향일 가

능성이 크다. 따라서 Eu 이상치가 제주 기원 광물성 입자

를 중국 기원 입자로부터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지만, 이

번 연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GF/F 필터

에 의한 오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다른 지화학 성분의 농도는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잠재적

기원지의 광물성 입자에 비해 매우 낮으며(Table 1, 2), 따

라서 다른 지화학 변수에 미친 영향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중국에 분포하는 여러 사막에서 발원한 광물

성 먼지 입자의 기원지 추적을 위해 지화학 추적자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이를 제주 지역의 토양 및 암석

그리고 먼지 시료를 얻은 후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희토

류 조성 패턴을 통해서는 중국의 모든 사막들 및 제주 지

역 광물 입자 조성의 구분이 쉽지 않았으나, 미량원소와

희토류 원소의 원소비를 이용한 , 

, ,   지시자 조합을 통해

구분이 가능하였다. TM은 ,  

조합에서 명확하게 구분되며, NCD는  조

합에서 다른 사막 지역들과 구분이 된다. CLP는 전반적으

로 Or 사막 영역과 중첩되나, 매우 좁은 범위에서 변화하

며, , 에서는 OrW와 구분되고,

, 에서는 OrE와 구분이 된다.

이는 CLP가 과거 Or 사막 지역에서 기원한 광물성 입자

들이 이곳에 퇴적되었다는 것을 뒷받침 하는 동시에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지시자 조합을 복합적으로 사용시

CLP와 Or 사막 지역의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

다. 또한 지화학적으로 매우 유사한 조성을 보이는 OrE와

OrW의 구분은  조합을 이용하여 확인 할 수

있었으며, OrE를 비롯하여 NCD도 지역에 따라 Ce 이상

치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OrE 지역 인근의 Ce

이상치가 중국 내 타 사막 지역들보다 약간 높기 때문으

로 해석된다. 더불어 제주 지역의 암석 및 토양시료의 지

화학 조성을 이용하여 동일 조합들에 적용해본 결과 모든

지시자 조합에서 제주 지역과 중국 여러 사막들의 구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주에서 채집된 먼지를

각각의 지시자들에 적용해 본 결과, 모든 지시자 조합을

통해 제주에서 채집된 먼지들은 OrW의 영향을 두드러지

게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시료는 OrE의 영향도 받

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조합을 통해 연

구 지역인 제주대학교 인근 토양의 기여도 확인하였으나,

정도가 매우 미약하여 채집된 먼지 중 제주 토양의 영향

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각각의 지시자 조합의 복합적 사용은 중국 내 여

러 광물성 먼지의 발원지 간의 구분 및 제주 지역과의 구

분에도 용이하게 사용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아시아 먼

지 입자의 발원지 구분에 유용한 추적자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보고된 지화학 자료의 부재로

광물성 먼지 입자의 중요한 기원지로 알려진 몽고 사막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추후 몽고 사막 광물 입자의 지화학

조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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